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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bust Vibrator Phase Shift Digital Holography 

used in Environmental Disturbance Condition

Ju-Yeop Shin

Advisor : Prof. Kyeong-Suk Kim, Ph.D.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Holography began in 1948 as a wave reconstruction method of D.Gabor's two-stage 

lensless image, and D.Garbor’s found that the waves that cause interference can obtain the 

amplitude and phase information of light due to diffracted or scattered light by the object. 

Thus, the use of interference pattern of recorded waves was proved to the acquisition of 

the original image of the object.

  Although the holographic technology research has been reduced due to the limitations of 

image quality, new research has been relaunched due to the discovery of coherence lasers. 

The existing holography recorded light using a special film using a chemical method and 

obtained images through a reconstructing process. However,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images, in the case of D.Gabor's in-line method, there was a problem in which the real 

image, the virtual image and the zero diffraction light were not separated in space.

  To solve this, E.N.Leith and Y.Upatnis proposed an off-axis method, and developed it to 

present a three-dimensional hologram technology of the object. In addition, due to 

development of imaging devices and computers, the process of using chemical films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can now be processed by computers, and this is called digital 

holography.

  In addition, the I.Yamaguchi's developed a phase-shift method for removing a DC term 



- ix -

and a Twin image from a digital holographic imaging. This resulted in clearer picture 

quality.

  However, digital holography for measuring the existing was used as the piezoelectric 

transducer for the phase shift. This is very precise in the place where sufficient external 

environments (no noise, no vibration, etc.) are provided for optical experiments. However, 

when affec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piezoelectric transducer has the disadvantage 

of not performing its role. In general, after forming an interference pattern (a physical 

phenomenon in which two waves of the same wavelength and amplitude meet and form a 

dark and white band), the interference pattern does not move without the effect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erefore, phase shift are usually performed by precisely moving the 

piezoelectric tanducer applied to the reference wave mirror. However, it can not perform 

accurate phase shift, because the interference pattern to move if there is external 

environmental effects. Therefore it is a problem that affects the measurement results.

  In this paper, we use a vibrator instead of piezoelectric transducer that is used for phase 

shift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effect(movements of the 

interference fringes due to the most of the vibration). The object was measured by 

applying a stronger vibration than the external environment (which does not affect the 

object and moves only the interference pattern). As a result, without the use of a 

piezoelectric transducer, it could perform a robust digital holography measurements to 

environment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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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현재 계측에서의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광 응용 비파괴 검사 중의 한 방법으로 측정

하고자 하는 물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며 수 nm까지 측정을 수행할 수 있어 

생물학에서의 세포 측정, MEMS 산업에서의 미세 구조물 측정 및 마이크로 전자 산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기록부터 재생까지의 모

든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 수행할 수 있어, 측정부터 분석까지의 전 과정이 빠르다

는 장점과 이미지를 3차원으로 구현하여 시각적 접근성을 높여 계측하고자 하는 대상

에 대해 직관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계측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경우는 위상이동을 이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데 이러한 위상이동은 광학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외부환경인 진동

이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서 측정을 진행한다. 즉, 하나의 광원에서 나

오는 빛을 둘로 나뉜 후 다시 만나게 하여 간섭무늬를 일으키고, 외부환경적 영향이 

없어 간섭무늬가 고정된 상태에서 참조파 거울(Mirror)에 적용된 압전소자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움직여 간섭무늬의 변화를 일으키는 위상이동을 수행

하고 측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압전소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 nm의 높은 정밀도로 위상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부품이지만, 정밀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단점과 외부환경

적인 요인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인한 사용 환경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수 nm의 높

은 분해능으로 계측이 가능한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정밀 측정을 위해 외부환경적인 

영향 제어는 매우 필수적이다. 이러한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실험실적 환경에서는 매

우 정밀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지만, 일반적인 산업 환경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측정에 있어 외부환경

적인 요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하기 위해 압전소자를 이용한 위상이동 대신에 진

동자를 이용한 위상이동으로 측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홀로그래피의 시작은 1948년 D.Gabor가 현미경에 적용된 렌즈 수차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파면을 재구성하는 2단계의 렌즈 리스 영상처리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시작

되었다[1-3]. 즉, 간섭성을 띄는 참조파(reference wave)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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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적절한 회절(diffraction)이나 산란 된 물체파(object wave)와 동시에 있게 되

면 회절 또는 산란 된 파는 진폭과 위상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여기에 참조

파의 정보를 재생하여 본래의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홀로그

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가 어원인 완전함을 뜻하는 holos와 기록 또는 메시지를 의미

하는 gram을 합성한 말이며 여기에 사진술인 photography를 결합하여 물체의 파에 대

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로 홀로그래피(holography)로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D.Gabor가 개발한 홀로그래피는 정확하고 정량적인 측정을 위함에 있어 영

상의 화질 한계로 인해 커다란 주목을 얻지 못했지만, 이후 간섭성의 특징을 가지는 

레이저의 발달로 인해 홀로그래피 연구는 주목을 받게 되었다.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D.Gabor의 초기 연구는 X-ray 결정학 분야의 연구자인 W. L. Bragg의 연구에서 영항

을 받았지만, 주로 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발견한 전자 홀로그래피로서의 

응용 가능성이었고, 이에 따라 1949년과 1951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현미경 적용을 위

한 홀로그래피의 응용성이 나와 있으며, 이후 1960년대 매질에 루비를 이용한 고체레

이저의 개발로 인해 홀로그래피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 되었다.

  또한, 홀로그래피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에 G.L. Roger, H.M.A. El-Sum, 

A.W.Lohmann등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론으로 확대되었으며, Goodman과 Lawurence

이 수치적으로 파의 회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 재생을 제안하였

고, 이후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A.S.Kronrod가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로 J.Upatnieks와 E.N.Leith는 기존의 레이더에 D.Gabor의 홀로그램에

서 발생하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In-line 홀로그램에서 Off-axis를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D.Gabor의 물체에 대한 

3차원 투과형 홀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는 참조파와 물체파의 진행 방향을 같은 방

향으로 맞춰 필름에 노출 시키면 밝고 선명하게 재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영상의 품질과 현실감에 대중에 관심을 이끌었지만 결국 3차원 영상

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었다[4,5]. Y.N.Denisyuk는 D.Gabor와 G.Lippmann의 아이디

어를 Thick reflection 홀로그램에 적용하였고[6], 이후 투과형 홀로그램을 개선하여 

반사형 홀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참조파와 물제파의 진행 방향을 반대 방향으

로 하는 방법이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라는 용어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으며[7], 촬상소자와 컴

퓨터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홀로그램을 얻기 화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필름

을 사용하던 것을 CCD(charge coupled device)와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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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생에 대한 모든 과정과 후처리를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후 컴퓨터 및 촬상소

자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해 측정 시간의 단축성, 편리성 및 영상의 화질이 발전함에 

따라 다수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영상화 및 계측에서의 활용성이 두드러

지고 있다. 영상에서의 활용의 경우는 SLM(spatial light modulator) 장치의 다양성

과 소자의 개발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픽셀의 크기와 시야각의 한계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측에서의 활용은 기계적 구조의 MEMS, 마

이크로 전자 산업, 생물학 등에 적용하여 실험실적 환경을 벗어나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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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논문의 가장 큰 연구 목표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측정 시 진동, 소음 등의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압전소자 위상이동이 정밀하지 못함에 따라 측정 결과에 영향

을 주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실험실 환경을 벗어나 산업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인 외부환경적 조건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홀로그래피에 관한 연구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위상이동에 사용되는 압전소자 대신에 진동자로 위상이동을 수행한 

후 측정한다.

  본 연구를 위한 첫 번째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반적인 광 간

섭계(Interferometer)에 사용되는 He-Ne Laser, Spatial Filter, Lens, Mirror, 

Polarized Filter,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또는 CCD 및 기

타 광학 부품으로 브레드보드에 투과형 물체 측정을 위한 마하젠더 간섭계를 구축한

다.

  두 번째는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의 실험실적 환경에서 간섭계의 정밀한 위상이

동을 위해 사용되는 압전소자를 대신해 일반적인 외부환경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진

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자를 설치한다. 또한, 측정 대상체에는 진동에 대한 영향

을 주지 않지만, 일반적인 외부환경보다 큰 진동을 발생시켜 간섭무늬의 위상 변화만

을 일으켜 측정을 진행한다. 진동의 변화를 위해 적용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진폭의 

변화를 주고 진동의 세기에 따른 측정과 CMOS의 측정 프레임을 변경한 조건으로 측정

하고 이를 비교함을 목표로 진행한다.

  세 번째는 진동자를 이용한 주기적인 진동 변화 대신에 브레드보드에 임의적인 힘

을 가하여 발생하는 임의적인 진동이 위상이동으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측정을 진행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광 응용 비파괴 검사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수 nm의 분해능

으로 높은 정밀도와 미세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외부환경적 요인에 영

향을 많이 받는 단점을 가진 디지털 홀로그래피가 지금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

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측정 시 기존에 문제가 되는 소음이나 외부 진동 등이 위

상이동에 대해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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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홀로그래피의 배경과 간섭계

1. 홀로그래피의 배경

  홀로그래피는 포토그래피와 같이 필름에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을 갖지만 

포토그래피는 2차원 면에 물체와 같아 보이는 이미지가 저장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전기장 진폭의 제곱인 복사조도 분포만 있으며, 위상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한계 있

다. 하지만 홀로그래피는 복사조도 뿐만 아니라 위상 정보도 가지고 있어 물체에서 

반사되는 파와 똑같은 진폭과 위상을 갖는 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원래 물체와 같

은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홀로그래피는 참조파의 조사 각도에 의해 In-line 홀로그래피와 Off-axis 

홀로그래피로 구분된다. 먼저 In-line 홀로그래피의 경우는 참조파의 조사 각도가 물

체파에 대하여 0도로써 실제와 허구의 트윈이미지가 DC항과 중첩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Off-aixs 홀로그래피는 참조파의 조사 각도가 물체

파에 대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조사되는 것으로 실제와 허구의 트윈이미지 및 DC항

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기

술은 촬상 소자인 CCD의 온전한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9]. 즉, 

얻어내고자 하는 실제 이미지와 원하지 않는 허구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물체

가 CCD와의 충분한 먼 거리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조사각이 커지게 되면 물체에서

부터 회절된 물체파가 CCD 상면에 입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CCD의 pixel의 크

기보다 참조파와 물체파에 의해 형성된 간섭무늬의 간격이 좁아지며, 이로 인해서 정

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CCD의 픽셀에서 정보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off-axis 홀로그래피는 In-line 홀로그래피에서 발생하는 실제 이미지와 허구 이

미지가 겹치는 트윈이미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CCD의 성능을 온전하게 사

용하지 못해 영상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져왔다[9-14]. 또 다른 방법으로 In-line 홀

로그래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파장 조절이 가능한 Laser를 활용하는 wavelenth 

scanning 홀로그래피가 제시되었으나 파장의 축을 포함한 3차원 푸리에 변환에 대한 

계산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단점이 있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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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ine과 Off-axis 홀로그래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따른 방법

이 제시되었는데, I.Yamaguchi가 기존의 홀로그래피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인 위상이

동을 적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제시하였다[5,15].

  이는 간섭계에 위상이동을 적용하고 CCD 이미지면에서 물체파의 복소진폭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참조파를 정량적인 값만큼 위상이동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간

섭무늬를 이용하여 복소진폭을 검출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푸리에 변환을 통해 임의

의 평면에 이미지를 재생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계측을 위한 간섭계에서 사용하는 광원인 Laser를 광분할기인 

B.S(beam splitter)를 사용하여 둘로 나누고 이 중 하나의 파를 물체파 라고 하여 물

체를 통과해 진행하게 하고, 다른 하나의 파를 참조파 라고 하여 압전소자에 의해 위

상이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다른 B.S를 통과해 참조파와 물체파가 만나 CCD의 센서면에서 간섭무늬로 기

록되고, 컴퓨터에 의해 복소진폭으로 계산되고 나면 이후 수치적 해석과정을 거쳐 이

미지로 재생된다. 이 방법은 In-line 홀로그래피의 문제인 실제 이미지와 허구의 이

미지의 트윈이미지와 DC항의 중첩을 제거하며, off-axis 홀로그래피의 문제인 영상 

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CCD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상이동 장치에 의

한 오차 한계 문제를 가지고 있다[15,16].

2. 간섭계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측정의 시작은 광 간섭계에 있다. 우선 간섭이란 빛 

또는 파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만나 상호작용하여 얻어진 합성파의 복사조도가 성

분 광파들의 복사조도를 단순히 더한 값과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진폭과 위상 그리고 주파수를 갖는 파가 만나서 중첩이 되었

을 때 단순하게 1과 1이 만나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2+@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에 해당하는 값이 보강과 소멸의 간섭 현상으로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서로 교차

하는 무늬가 형성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간섭 현상을 쉽게 형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간섭계라 하며,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평면으로 입사된 파가 핀홀에 의해 1차 파면을 생성하고, 

이후 또 다른 핀홀에 2차 파면을 생성하고 중첩되어 간섭을 일으키는 파면 분리형 간

섭계와 1차 파면 진폭이 분리된 후 중첩되어 간섭하는 진폭 분리형 간섭계가 있다.



- 7 -

Fig. 2-1 Wavefront separation type interferometer

Fig. 2-2 Amplitude separation type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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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분리형 간섭계는 그림 2-1처럼 평행한 파가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p1을 

통과하면서 회절 되어 1차 파면이 되고, 이 파면이 아주 작은 구멍이 두 개 있는 p2

를 통과하면 2차 파면으로 공간적으로 간섭성을 가지는 파를 만든다. 이후 적당한 거

리를 가지는 스크린면에서 만나 위상차에 의해 어둡고 밝은 무늬의 띠 형태의 간섭무

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진폭 분리형 간섭계는 그림 2-2처럼 하나의 파가 B.S와 같은 광학 부품의 경계면을 

지나가면서 반사되는 파와 투과되는 파로 진폭이 분리되고 이후 중첩을 거쳐 간섭을 

일으켜 간섭무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진폭 분리형 간섭계는 마이켈슨(Michelson) 간섭계, 마하젠더(MachZehnd 

-er) 간섭계 그리고 이 둘의 혼용의 형태인 사냑(Sagnac)간섭계 등이 있다. 이러한 

진폭 분리형 간섭계는 분리된 파가 각각의 경로로 이동한 후에 중첩되어 간섭을 발생

시키지만, 광경로차(optical path difference)가 가간섭거리(coherence length)보다 

작은 경우에만 간섭을 발생하게 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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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원리

1.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용한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

Fig. 2-3 Mach-Zehnder interferometer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간섭계의 적용은 투과 재질의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 주

로 사용하는 그림 2-3과 같이 마하젠더 간섭계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게 된다. 마하젠

더 간섭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광원인 Laser에서 발생하는 파를 첫 번째 B.S를 통

해서 둘로 분리하고 하나를 참조파 다른 하나는 물체를 통과하는 물체파로 하여 각각

의 경로를 진행하게 한 후 두 번째 B.S를 통해서 간섭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마하젠더 간섭계를 바탕으로 광학 부품을 이용한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4와 같다. 기본적으로는 마하젠더 간섭계와 비슷하지만, 추

가적인 부품과 위상이동을 위한 Piezoelectric transducer가 적용된다. 작동은 Laser

에서 나온 빛이 Spatial filter를 거쳐 빔 품질을 개선하고 Collimating lens를 이용

하여 평면파로 만든 후 첫 번째 B.S를 이용하여 파를 둘로 나뉜다. 하나는 압전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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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된 거울에서 반사되어 두 번째 B.S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거울에서 반사되어 

물체를 투과한 후 두 번째 B.S로 향하게 된다. 이후 두 파는 CCD에서 간섭을 일으키

고 측정에 이용하게 된다.

Fig. 2-4 Construction of a transmission type digital holograph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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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원리

Fig. 2-5 Schematic diagram of digital holography recording and 

reconstruction (a) Recording (B) Reconstruction using reference wave 

(c) Reconstruction using conjugate reference wave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기본적인 원리는 기록과 재생으로 그림 2-5와 같다. 기록을 위

해서 그림 2-5(a)와 마찬가지로 간섭무늬가 형성되는 CCD면에서 d만큼의 거리에서 반



- 12 -

사되어 오는 물체파와 참조파가 간섭하고 기록된다. 

  이후 참조파에 의해 재생된 물체의 실제 이미지는 그림 2-5(b)와 마찬가지로 물체

와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본래의 위치에 허구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 상태에서 측정

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며,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림 2-5(c)와 마찬가지로 복소공액(conjugate) 참조파를 적

용하여 이미지 왜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참조파와 물체파를 이용하여 간섭무늬를 형성하고 수치적인 

재생 과정을 거쳐 본래 물체의 형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16,18]. 따라

서 수치적인 처리를 바탕으로 진폭과 위상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측정 결과

를 가져와야 한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은 CCD를 이용하여 간섭무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지만, 

CCD는 단순히 간섭무늬에 대한 광량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 위상과 진폭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5,19,20-23].

  파동 광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참조파( )의 진폭을 , 위상을 이라 하면 

다음 식(2-1)처럼 표현된다.

  exp (2-1)

  마찬가지로 물체파( )의 진폭을 , 위상을 이라 하면 식(2-2)와 같이 표

현된다.

  exp (2-2)

  참조파와 물체파가 만나 중첩되어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다음 식(2-3)으로 표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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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록한 간섭무늬로부터 물체의 정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식(2-3)에 참조파를 곱하

게 되고 다음 식(2-4)로 표현된다.

  






 (2-4)

  여기서 


은 참조파의 세기이고, 


는 물체파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 두

항은 홀로그래피에서 에러 역할을 하는 DC 성분 항으로 파가 물체를 통과하여 바로 

CCD에 기록되는 0차 회절이다. 따라서 


 은 디지털 홀로그래피 재생에

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은 물체파에 의해 재생된 허구 이미지를 나타내고  




은 실제 이미지이다. 허구 이미지는 그림 2-5(b)처럼 본래 물체의 자리에 놓이

게 되고 실제 이미지의 경우는 CCD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복

소수의 제곱으로 변조돼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왜곡되지 않는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식(2-3)에 참조파의 복소공액을 

곱해야 하며 다음 식(2-5)로 표현된다.


  








 (2-5)

  여기서는 식(2-4)와는 다르게 허구의 이미지인 
에서 


가 복소수 제곱으로 

변조되고 실제 이미지는 왜곡을 일으키는 인자가 없어 물체의 원래 정보가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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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oordinate system for numerical reconstruction

  물체 면에서 반사되는 파를 재생하기 위해 홀로그램 면과 이미지 면과의 거리를 각

각 와 ′으로 설정하고 회절을 기초로 한 수치 해석적 접근을 위해 그림 2-6과 같이 

좌표 시스템을 적용한다. 홀로그램 면에서의 복소진폭을 얻기 위해서는 프레넬 변환

이 필요하고 이를 활용하게 되면 다음 식(2-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2-6)

  여기서  는 물체 면에서의 복소진폭,  는 홀로그램 면에서의 복소진

폭을 나타내고, 는 물체 면과 홀로그램 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는 사용하는 

광원에 대응하는 파수를 나타낸다.

  다시 프레넬 변환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면에서 이미지 면의 복소진폭을 계산하게 

되면 식(2-7)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변환은 CCD 센서의 크기에 대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홀로그래피 면에 기록되는 정보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연속

적이지 않을뿐더러 기록되는 센서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 그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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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exp′  

′
′  ′

 (2-7)

  여기에 식(2-6)을 대입하면 다음 식(2-8)로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  exp



 ′ ′

′  ′ 
× exp















   



′
 



  
   ′

′     ′
 ′ 














 (2-8)

  여기에 ′  , ′  그리고 ′  를 적용하게 되면 ′′ 

이 되고, 이러한 과정이 홀로그램 면으로부터 이미지를 재생하는 것과 같다[20]. 이

렇게 회절하는 이미지 계산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각 스펙트럼과 푸리에 

변환의 컨볼루션(convolution)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24].

  컨볼루션은 식(2-6)의 이미지 면에서 복소 진폭과 포물선 형태의 위상항과의 컨볼

루션 적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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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exp′

′  ′   

′   ′  

  ∗ 

  exp′
 

(2-9)

   식(2-9)의 경우 포물선 형태의 항에 CCD면 에서의 물체에 대한 복소 위상의 역 푸

리에 변환을 곱한 후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이미지 면에서의 

복소 진폭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컨볼루션의 경우는 프레넬 근사를 사

용하기 때문에 재생하고자 하는 거리가 CCD의 픽셀 크기보다 작게 되면 오차를 발생

하는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프레넬 근사 없이 이미지를 재생할 수 있는 각 스펙트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물체파의 복소진폭을 푸리에 변환한 CCD면에서의 표현은 다

음 식(2-10)을 따른다.

 exp   

 exp  
(2-10)

  여기서 CCD 면에서 복소 지수항인 exp는 진폭을 1로 갖는 평면파 

exp,  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식(2-10)은 

다음 식(2-11)로 변형이 가능하다.







    ex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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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를 각 스펙트럼이라 하고 ′ 만큼 떨어진 이미지 면에서의 복소 

진폭도 다음 식(2-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exp


′  


′′′ (2-12)

     와 





′ 의 관계에 따라 물체에서 파가 진행할 때 복소진폭의 변

화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지 면에서의 복소진폭을 다음 식(2-13)으로 표현하

고, 식(2-14)의 헬름홀츠 방정식을 만족함을 이용하면 된다.

′′
′ 





′exp


′  


′





(2-13)

∇
 

   (2-14)

  식(2-14)를 식(2-13)에 대입하면, 식(2-15)를 만족하고 그때의 해는 식(2-16)을 따

르게 된다.


 
  





 ′  

 


      




 ′    (2-15)







 ′   





 exp

   ′ (2-16)

  재생 거리  ′이라 하면 최종적으로 물체파의 복소진폭은 식(2-16)으로 구할 수 

있게 되면 식(2-17), 식(2-18)로 표현되고 이는 CCD 면에서의 복소진폭을 푸리에 변

환을 통해 위상항인 의 곱을 적용하고 전체를 역푸리에 변환을 하면 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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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의 물체 이미지의 복소진폭 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스펙트럼을 

적용하게 되면 프레넬 근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재생 이미지 초점을 맺는 재생 

거리의 경계 조건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물체와 재생 거리의 정보가 불확실한 

현미경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분야에 주로 적용된다.

 
′  





exp

  ′exp

 









 exp
′   exp 

   ∙ 

   ∙ 

(2-17)

  exp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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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상이동

1.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의 위상이동은 I.Yamaguchi가 In-line과 Off-axis 홀로그래

피의 구성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복소진폭으로부터 수치적 재

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동 거리별 간섭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간섭 이미지에서 복소진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밀한 위상이동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소진폭을 유추 할 수 있다.

  기존에 간섭계에서 위상이동을 위해 압전소자를 적용한 간섭계의 개략도는 그림 

2-7과 같다. 수 nm의 분해능으로 작동이 가능한 압전소자는 참조파가 반사되는 거울

에 적용한다. 따라서 참조파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위상 변화에 따

른 간섭무늬의 변화로 인해 물체파와 참조파의 위상차를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CCD는 세기 정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파의 세기 정보를 이용하

여 위상차를 구할 수 있다. 식(2-19)는 위상이동에 의한 파의 세기이다.

Fig. 2-7 Schematic diagram of the Mach-Zehnder interferometer 

for phas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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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2-19)

  여기서   
 


로 


는 참조파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파의 세기 이

며, 마찬가지로 


는 물체파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파의 세기이다. 

으로 

와 


이 동일한 광원을 적용한 경우라면 이다. 

따라서 CCD에 의해  는 측정되어 아는 값이 되지만,   은 물체파를 

재생하기 위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방정식이 필

요하다[24,25]. 파의 위상 변화에 대한 세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한 광원의 파장보

다 더 짧은 거리의 위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해능이 수 nm의 정밀도를 

가지는 압전소자를 사용하여 참조파의 위상을 변화시킨다. 최소한 3개의 방정식을 얻

기 위해 120도의 위상을 적용하면 다음 식(2-20)으로 표현될 수 있다.

   cos  

   cos  

   
 cos 

   cos  

   
 cos 

(2-20)

  식(2-20)으로부터  을 구하게 되면 다음 식(2-21)로 표현할 수 있다.

  arctan 

    
(2-2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상이동은 Owner-Petersen에 의해 개발된 4번의 위상이동이

다. 이는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어 안정적이며 3번의 위상이동보다 단순화된 계산

으로 계산의 속도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표현하게 되면 식(2-2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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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cos  

   cos  

   cos  

   cos  

(2-22)

  따라서, 위상차는 다음 식(2-23)으로 표현된다.

  arctan  

  
(2-23)

2.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의 위상이동

  앞에서 소개한 위상이동은 복소진폭에서 위상 정보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산이 빠

르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위상이동이 수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상이동 자체의 

오차로 인해 전체적인 정보 획득이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오차를 처리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위상이동 이미지의 숫자와 이동 성

능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압전소자의 비선형적인 이동에

도 물체파의 복소진폭이 획득 가능한 인터프레임 세기 보정법(Interframe intensity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 IIC는 위상이동 이미지 사이의 변화에 대한 정보로 복소 

진폭을 획득할 수 있다. 위상이동을 라 하면 위상이동 이미지에 대한 세기는 다음 

식(2-24)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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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coscos   sinsin

  cos sin














 

(2-24)

  식(2-24)에 의해 세기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위상에 대한 정

보를 가지는 행렬 를 구할 수 있게 되며 식(2-25)로 나타낼 수 있다.

   † † 

 cos  sin exp

 exp 

(2-25)

  식(2-25)에서 참조파는 아무런 영향 없이 바로 CCD로 향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균

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상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과 은 상

수로 취급할 수 있어, 물체파의 복소진폭은   exp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2-25)를 이용하게 되면 위상이동 한 이미지로 복소진폭을 단순하게 획

득할 수 있으며, 여러 장의 위상이동 이미지가 있을 때 압전소자의 비선형적 움직임

에 대한 오류가 제거된 복소진폭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본 논문에

서는 압전소자를 이용한 위상이동 대신에 진동자를 이용한 위상이동의 수행으로 압전

소자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세기의 노이즈가 포함된 위상이동 이미지들

은 다음 식(2-26)으로 표현 할 수 있다.

   cos   ∆ (2-26)

  여기서,     ⋯       ⋯   이고 은 은 각각 위상이동 수

와 픽셀의 수를 나타내고, ∆ 은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이다. 따라서 식(2-2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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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 식(2-27)로 표현할 수 있다.

  


† ∆ (2-27)

  여기서 †는  ≡ exp과  ≡ exp 의 공액 전치를 의미하고, 와 

는 다음 식(2-28)과 식(2-29)로 표현할 수 있다.

 











 

 

⋮ ⋮ ⋮


 

(2-28)

 











 

 
⋮ ⋮ ⋮

 
 

(2-29)

  식(2-27)은 개의 변수와 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 

를 만족한다면, 방정식이 변수보다 개수가 많아져 식(2-27)은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

서 위상이동의 행렬인 를 유추하게 되면 물체파의 복소진폭을 뜻하는 행렬 는 CCD

로 획득한 위상이동 이미지인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잡음이 

제거된 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관 행렬  을 획득해야 하며 다음 식(2-30)과 같

다.

  ≡ 


 †

≃ 


†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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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는 세기 오류의 변화값,  은 차 단위행렬 그리고 은 표준화 

요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추가 적으로 를 알아내기 위해서 


의 가장 낮은 고유

치를 정의해야 한다. 이 고유벡터에 대응하는  의 고유치라면, 식(2-30)은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2-23)을 해밀턴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 식(2-31)

로 표현할 수 있다.




†† ≃   

 (2-31)

  해밀턴 행렬은 선형적으로 독립된 3개의 열을 가지고 있으며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 를 만족하면 † † 은 두 개 이상의 0인 고유치를 갖게 되고,  의 

가장 낮은 고유치가 

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 대한 반복적 대입으로 잡음이 제

거된 상관 행렬  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 


† † (2-32)

  식(2-32)에 번째의 값 를 대체하게 되면, 다음 식(2-33)을 얻을 수 있으며 

는 임의로 선택한 초기 추측 값 를 번 반복하여 얻는다.

Å   
†


† 

†
 (2-33)

  여기서 Å  
† 라 하면 은 


′

Å 
†
가 되고, 다음 식(2-34)로 

표현된다. 


′   

†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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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값 는 참조파의 제로 위상으로 정의되어,
′

의 모든 열의 구성 요소가 열

의 첫 번째 값으로 나뉘며, 와 가  ⋯   라고 하면

  
′ 








′ 


′  




(2-34)

  와 의 차이들의 평균값이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임의 값보다 작으면 반복

은 멈추게 된다. 물체의 복소 진폭에 대한 정보는 수렴된 를 식(2-27)에 대입하지만 

∆ 는 고유치 연산을 통해 배제 할 수 있어 최종적인 식(2-35)는 위상이동 이미지에 

담겨 있는 잡음에 대한 정보를 감쇄시킨 물체파의 복소진폭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

다[26].

   † † (2-35)

3. 위상 결펼침

  복수 함수의 위상은 주요값 범위에서 정의되며, 주요값에서 본래의 위상을 얻어내

는 것이 위상 결펼침이다. 이 위상 결펼침은 샘플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나

이퀴스트율에 의해 최소한의 샘플링비를 만족 하는 겹침에 위상과 결펼침의 관계식은 

식(2-36)으로 표현된다[27,28]. 

     (2-36)

  여기서 는 실제 위상, 은 위상 겸칩, 은 겹침의 연산자, 은 정수이

며, 는 샘플링에 따른 상수이다. 겹침 연산자는 위상 겹침이  ≤  ≤  가 

되게 하며, 이토 정리에 의해 겹침 위상과 실제 위상은 다음 식(2-37)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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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

  따라서, 식(2-36)과 (2-37)을 이용하게 되면 겹침에 대한 위상차를 나타낼 수 있고 

이는 다음 식(2-38)로 표현된다.

∆   ∆ ∆ (2-38)

   다시 식(2-38)에 겹침 연산자를 적용하게 되면 다음 식(2-39)로 표현된다.

∆∆∆∆ (2-38)

  여기서 과  는 두 번의 겹침 연산자를 이용한 것이며, 겹침에 위상차가 다음 

식(2-24)구간에 존재하도록 한다.

 ≤ ∆≤  (2-38)

Fig. 2-7 Phase unw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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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이동으로 알 수 있는 변형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위상이 아크탄

젠트 함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불연속성을 가지는 톱니 바퀴 모양을 띄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불연속성을 연속성으로 전환하여 위상 변화에 대응하는 변형 정보를 획득 

하기 위해 위상 결펼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29]. 연속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아크

탄젠트 함수를 ∼ 로 연장하고, 다음 식(2-39)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 (2-38)

  여기서  는 결펼침 위상 는 겹침 위상, 은 회절 차수이며, 결펼침을 위한 

차수의 결정은 위상 변화의 전과 후의 값을 비교하여 큰 단차를 찾는 방법을 주로 취

한다. 따라서 각 픽셀에서 전과 후의 위상값을 비교하고 임의로 정한 단차 값과 비교

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회절 차수를 증가 및 감소하는 방향으로 회절 차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인 변위 값의 경우는 기하학적 구성으로 인해 감도 벡터를 고려하

여 구할 수 있게 된다[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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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장치 구성

제 1 절 압전소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투과형 재질의 단차 측정을 진행하기 위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은 

마하젠더 간섭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게 된다. 기본적인 마하젠더 간섭계는 2개의 

B.S와 2개의 거울 그리고 Detector로 구성되어있고, 광원에서 출발한 파가 B.S에 의

해 반사와 투과파로 나뉘는데 각각에 대해 주로 물체를 투과하는 파를 물체파라고 하

며 물체파와는 다른 경로를 향하는 파를 참조파라고 한다.

  압전소자가 적용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구성은 그림 3-1에서 나타낸 것

과 같다.

Fig. 3-1 Phase shift digital holography system using piezoelectric transducer

  압전소자를 적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광원인 He-Ne laser에

서 나오는 광이 Spatial filter를 거쳐 빔 품질이 향상된다. 그리고 확산된 광은 



- 29 -

Collimating lens에 의해 평행광으로 바뀌게 되며 첫 번째 B.S에 의해 직진하는 물체

파와 수직으로 상승하는 참조파로 나뉘게 된다. 물체파는 45°의 각도를 갖는 거울에

서 반사되어 물체를 투과한 후 두 번째 B.S로 향하게 되고, 참조파는 압전소자가 적

용된 45°각도의 거울에서 반사되어 두 번째 B.S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참조파와 물

체파는 CCD에서 간섭을 일으키고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측정 시에는 압전소자를 움

직여 위상이동을 수행하며 이미지를 측정한다. 

  여기서 사용된 압전소자는 PI GmbH & Co. KG의 P-840.1을 사용하였으며, 성능은 다

음 표 4-1과 같다.

Description unit Technical data

Travel range at 0 to 100V  15

Resolution  0.15

Static large-signal stiffness  57

Push force capacity  1000

Pull force capacity  50

Torque on tip  0.35

Electrical capacitance  1.5

Resonant frequency (no load)  18.

Operating temperature range  -20 to 80

Mass without cable  20

Length  32

Table 4-1 Specifications of piezoelectric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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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동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압전소자 대신에 진동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

래피 시스템은 큰 틀에서는 압전소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과 

차이가 없다. 단지 압전소자를 제거하고 간섭계 근처에 진동을 일으키는 진동자를 설

치하였으며, 이는 그림 3-2와 같다. 

Fig. 3-2 Phase shift digital holography system using vibrator

  작동원리는 압전소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과 동일하게 물

체파나 참조파가 광학 부품을 거쳐 진행하고 간섭을 만든다. 차이점은 압전소자를 참

조파를 반사시키는 거울에서 제거하였으며 간섭계 앞에 진동자를 적용하여 바닥에서

의 진동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는 진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간섭무늬만을 움

직여 마치 압전소자를 이용해 위상이 이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만약 물체에 진

동 영향을 주게 되면 물체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에 큰 변화를 주게 되

어 측정이 어렵게 되며, 간섭계 자체에 진동 영향을 주게 되면 일정한 거리로 형성된 

간섭무늬가 틀어지게 되어 위상이동의 정량성과 별개로 세기에 대한 정보 자체가 틀

어지게 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섭계와 시험편 자체를 최대한 고정

하거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진동을 통한 위상이동만 가능하도록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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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사용된 진동자는 ㈜동명바이브로사에서 제작하는 일반적인 마그네틱 진동자

로 DMMV-05B 모델과 DMMV-10B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사양은 표 4-2와 같다.

Description unit Technical data

Model DMMV-5B DMMV-10B

Exciting Force  5 20

Voltage  220 220

Frequency  50/60 50/60

Vibration(Per Min)  300/3600 3000/3600

Withstanding voltage  1000 1000

Current  0.02 0.5

Mouting Bolt  M6 M8

Weight  1.1 3.8

Table 4-2 Specifications of vib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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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포토리소그래피로 제작된 ITO 투명 전극

  ITO(Indium tin oxide) 투명 전극은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되는 유기 

발광소자(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에 적용되는 핵심 소자 중에 하나로 

높은 가시광 투과율에 더해 전기전도도 높은 특징으로 주로 사용된다[32-34]. ITO 투

명 전극은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사용 목적에 의해 증착하고 있다. 

  물리적인 방법의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 중성 또는 이온화시킨 입자를 물리적인 방

법으로 박막을 기판에 증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진공 증착, e 빔 증착, 

열 증착, 스퍼터링 등이 있으나 이 중 생산성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퍼터링 

방법이다[36]. 이러한 스퍼터링은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박막을 증착하는 것으로 증착

을 시킬 판에 고 운동에너지 상태의 이온을 충돌시켜 대상 표면과 내부에 에너지 전

달을 통한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일컫는다[37,38].

  스퍼터링 과정을 거친 투명 전극은 제품화를 위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거쳐 패

터닝 후 사용된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우선 증착하려는 기판을 세정하는 단계부

터 시작하게 된다. 세정 용액에 기판을 담궈 표면을 초음파로 세정하고 이후 초고순

도 질소를 이용하여 건조하고 이 후 아세톤, 아이코사펜타엔산을 이용하여 건조를 실

시하고 오븐에서 건조 세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감광물질을 도포하고 감광물질의 접

착력 향상을 위해 핫플레이트에서 110℃의 온도로 베이킹 과정을 거친다. 이후 노광

기를 이용한 노광 과정을 거치고 감광물질 제거를 현상액을 사용한 현상 공정을 수행

한다. 그리고 ITO 패턴 형성하고 선택적인 제거를 위해 식각 공정 및 감광물질 제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ITO 유기물의 전극 분리를 위한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거친다.

  이러한 ITO 투명 전극은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로 인해 사용성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투명 전극에 대한 비접촉 측정으로의 접근은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산업적으

로 적용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토리소그래피로 제작된 투명 전극의 단차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제작은 유리 기판위에 In-line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식을 적

용하여 ITO를 증착하였고, 이후 포토리소그래피를 적용하여 패터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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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ITO specimen with 

photolithography proces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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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압전소자를 적용한 측정 결과

압전소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ITO 투명 전극의 패턴 단

차 측정 실험은 그림 3-3에 나타낸 위치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150nm 증착에서부터 

10nm씩 증착 높이를 증가시켜 190nm까지 제작된 시험편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럼 4-1에는 참조파의 세기 이미지와 위상 이미지를 나타낸다.

Fig. 4-1 Reference wave of phase shift digital 

holography (a) Intensity image (b) Phas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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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Measurement of step height 150nm of ITO specimen (a) Intensity image 

of object wave (b) Phase image of object wave (c) Phase unwrapping image (d) 

3D image

  그림 4-2에서 (a)는 사용한 광원에 대한 파의 세기의 이미지로 3차원의 시각화를 

위해 필요한 이미지이다. (b)는 위상 변화에 대한 정보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거리, 

변형률, 기울기 등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이다. (c)는 위상이

동 정량화를 위해 위상이동에 따른 아크탄젠트 함수의 겹친 위상을 풀어 값의 정량화 

과정을 거친 이미지이며, 이를 이용한 라인 프로파일을 통해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확

인하게 된다. (d)는 레이저를 이용한 기존의 정량 계측 기법과는 다르게,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장점인 

시각화를 위한 3차원 이미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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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Result of step-height 150nm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은 ITO 증착 높이가 150nm로 설계한 시험편의 측정에 대한 (a)와 (c)는 x

축의 결과를 (b)와 (d)는 y축의 결과를 나타내며, 각각의 축에 대해서 3가지 위치에 

대한 라인 프로파일의 결과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또한, 증착 높이를 직관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앙값 필터를 적용하였다. 측정 결과 (a)는 156.0nm, (b) 

149.1nm, (c)는 151.5nm, (d) 153.7n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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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Result of step-height 160nm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4는 ITO 증착 높이가 160nm로 설계한 시험편의 측정 결과로 150nm의 결과 

표현과 마찬가지로 나타내었으며, (a)의 결과는 157.2nm, (b) 161.4nm, (c)는 

163.5nm, (d) 157.9n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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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Result of step-height 170nm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5는 ITO 증착 높이가 170nm로 설계한 시험편의 측정 결과로 (a)는 175.3nm, 

(b) 177.1nm, (c)는 177.9nm, (d) 174.3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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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Result of step-height 180nm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6는 ITO 증착 높이를 180nm로 설계한 시험편의 측정 결과로 (a)가 182.2nm, 

(b) 184.2nm, (c)는 187.4nm, (d) 199.5nm로 나타나며, x축의 결과인 (a)와 (c)는 설

계값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y축의 결과인 (d)의 경우는 설계값에 비해 훨씬 

큰 값이 측정되어 큰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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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Result of step-height 190nm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7는 ITO 증착 높이를 190nm로 설계한 시험편의 측정 결과로 (a)가 195.8nm, 

(b) 107.0nm, (c)는 205.2nm, (d) 154.7nm이며, x축과 y축 결과 모두가 설계값에 비

해 큰 오차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의 측정 결과 그래프에서 1600px의 

값이 1200px의 값보다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b)의 경우는 증착 높이

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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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Value

1st

[mm] 

2nd

[mm]

3rd

[mm]

AVG

[mm]

Error rate

[%]

150nm 153 152 154 153 -2.0

160nm 157 156 158 157 +1.9

170nm 176 179 168 174 -2.4

180nm 187 187 188 187 -3.9

190nm 198 199 202 200 -5.3

Fig. 4-8 The position of the line profile in the image

Table 4-3 X-axis measurement results of phase shift digital holography using a 

piezoelectric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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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Value

1st

[mm] 

2nd

[mm]

3rd

[mm]

AVG

[mm]

Error rate

[%]

150nm 153 152 154 153 -2.0

160nm 153 158 159 157 +1.9

170nm 176 179 187 180 -5.9

180nm 204 189 198 197 -9.4

190nm 145 138 133 138 +27.4

Table 4-4 Y-axis measurement results of phase shift digital holography using a 

piezoelectric transducer 

  그림 4-8은 측정 이미지에서 증착 높이에 대해 정량적인 결과를 구하기 위한 결펼

침 이미지에의 라인 프로파일 위치를 나타낸다. 라인 프로파일은 x축 1200, 1400, 

1600px 위치, y축은 900, 1100, 1300px 위치로 각각 3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림 4-4 

부터 그림 4-7까지 150, 160, 170, 180, 190nm 증착 높이에 대한 측정 결과를 이미지

로 나타내었으며, (a)는 x축 1200, 1400, 1600px의 라인 프로파일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시각적으로 증착 높이에 대한 측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커서

를 이용하여, 높은 값과 낮은 값에 대해 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b)는 y축의 900, 1100, 1300px 위치에 대한 라인 프로파일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ITO 투명 전극 증착을 위한 기판인 좌측에 데이터 커서를 표

기하였고, 우측에 ITO 투명 전극 증착 위치에 데이터 커서를 표기하여 증착 높이에 

대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

  (c)와 (d)는 (a)와 (b)의 결과에 대해 시각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

도록 중앙값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라인 프로파일을 유연하게 표현하기 위해 차수는 

500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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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전소자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하여 ITO 투명 전극의 증착 높이에 대

한 측정은 표 4-3에 x축을, 표 4-4에 y축을 나타내었으며, ITO 투명 전극 제작 의뢰 

시에 설정한 증착 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1st는 x축 1200px, y

축 900px 위치의 측정 결과이며, 2nd는 x축 1400px, y축 1100px의 측정 결과를, 3rd

는 x축 1600px, y축 1300px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대해 

평균을 구했으며, 이 평균의 결과와 설계 높이와의 비교를 통해 오차율을 표기하였

다. 

  x축의 오차율을 보게 되면 150~170nm의 경우는 약 2%대의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이

고, 180nm의 경우는 약 4%대로 앞선 결과의 두 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nm는 

약 5%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y축의 오차율은 150, 160nm의 경우는 x축과 마찬가지로 약 2%대의 높은 수준의 결

과를 보이고, 170nm는 5.9%의 오차율로 앞선 결과의 약 3배, 180nm는 9.4%의 오차율

로 앞선 결과의 약 4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오차율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에 더해 190nm는 27.4%의 오차율로 150, 160nm의 결과보다 약 14배 이상의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증착 높이가 증가할수록 오차율이 증가하는 것은 그림 4-9의 결펼침 이미

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증착 높이가 150~170nm의 경우는 기판 부분과 ITO 투명 전극

이 증착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각각에 맞게 균일한 형태를 보이나, 증착 높이 180nm 

의 경우는 그림 자체에서의 밝기 차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균일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190nm의 경우는 결펼침 이미지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

이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ITO 투명 전극이 가시광에 대한 높은 투과율을 보이지만, 증착 두께

가 두꺼워 질수록 투명 전극 자체에서 반사가 일어나 투과하는 물체파에 영향을 주

어, 물체파와 시험편 표면에서의 반사파의 간섭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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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Phase unwrapping image (a) Phase unwrapping image of step-height 

150nm (b) Phase unwrapping image of step-height 160nm (c) Phase unwrapping 

image of step-height 170nm (d) Phase unwrapping image of step-height 180nm 

(e) Phase unwrapping image of step-height 19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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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동자를 적용한 측정 결과

1. 동일 진동의 프레임 변화에 대한 측정

   진동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압전소자를 이용한 위상이동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한다. 우선 압전소자를 이용한 위상이동의 경우는 참

조파의 위상이 한 번 변하면 한 장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다시 변하면 또 한 장의 이

미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총 8장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 이미지의 임의

적인 한 부분에서 그레이 레벨이 한 파장으로 이동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재생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진동자를 이용한 경우는 진동자 DMMV-05B와 DMMV-10B를 가동한 후 간섭무늬

가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때, 2초를 기준으로 초당 10프레임 20장의 이미

지, 초당 20프레임의 40장의 이미지, 초당 40프레임의 80장의 이미지, 초당 60프레임

의 120장의 이미지, 초당 80프레임의 160장의 이미지의 5가지 조건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이후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그레이 레벨이 한 파장으로 이동되는 것처럼, 

임의의 구간에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시간 조건이 2초인 이유는 측정 프레임이 200이 넘어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파일이 

분할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최대 80프레임인 이유는 카메라가 지원되

는 최대 초당 프레임 수가 82프레임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적용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압전소자를 이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와 동일한 

ITO 투명 전극의 증착 높이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ITO의 증착 높이에 대해서는 

150nm를 고정으로 하여 일정한 진동에서 카메라의 프레임을 변화해가며 측정하였다. 

  ITO 투명 전극에서의 측정 위치는 압전소자를 적용한 측정과 마찬가지로 그림 3-3

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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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Reference wave of the amplitude level 0 in 10 frames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Intensity 

image (d) Phase image

  그림 4-10은 진동자(DMMV-05B)를 이용해 진동을 일으키고 참조파에 대한 측정 결과

로 (a)는 진동자를 가동한 후 측정한 결과에서 임의의 한점 대한 그레이 레벨 변화 

그래프이며, (b)는 (a)의 결과에서 임의의 이미지를 8장을 추출한 후 그레이 레벨에 

대한 그래프이다. (c)는 참조파의 세기 이미지이며, (d)는 참조파의 위상 이미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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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Object wave of the amplitude level 0 in 10 frames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Intensity image 

(d) Phase image (e) Phase unwrapping image (f) 3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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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Result of amplitude level 0 in 10 frame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11는 DMMV-05B를 이용해 Amplitude Level 0의 진동을 일으키고 10 프레임으

로 측정한 결과이다. (a)는 진동 상태에서 측정한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 변화이

며, (b)는 임의로 추출한 8장 이미지에 대한 그레이 레벨 변화이다. (c)는 물체파의 

세기 이미지, (d)는 물체파의 위상이미지, (e)는 결펼침 이미지, (f)는 3차원 이미지

를 나타낸다. 그림 4-12의 결과 (a)는  147.4nm, (b)는 150.6nm, (c)는 153.8 nm, 

(d)는 145.9nm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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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Amplitude level 0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20 frame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40 frame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c)

  그림 4-13은 DMMV-05B를 이용해 Amplitude Level 0의 진동으로 고정하고 측정 프레

임을 20과 40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로 (a)는 20프레임 측정에서 한 점의 그레이 

레벨 변화이며, (b)는 (a)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한 후 그레이 레벨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마찬가지로 (c)는 동일한 진동에서 40프레임 측정의 그레이 레벨 변화이

며, (d)는 (c)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한 후 그레이 레벨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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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Amplitude level 0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60 frame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80 frame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c)

  그림 4-14은 DMMV-05B를 이용해 Amplitude Level 0의 진동으로 고정하고 측정 프레

임을 60과 80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로 앞선 20과 40프레임에 비해 그레이 레벨의 

변화가 조금 더 일정함을 나타낸다. (a)는 60프레임에서 한 점의 그레이 레벨 변화 

(b)는 (a)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한 후 그레이 레벨 변화이며, 마찬가지로 (c)는 

동일한 진동에서 80프레임 측정의 그레이 레벨 변화, (d)는 (c)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한 후 그레이 레벨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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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20 frame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40 frame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c)

  그림 4-15은 DMMV-05B를 이용해 Amplitude Level 0보다 큰 진동으로 Amplitude 

Level 8을 고정하고 측정 프레임을 20과 40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로 그레이 레벨 

변화가 상대적으로 Amplitude Level 0보다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는 (c)는 

각각 60과 80프레임에서 한 점의 그레이 레벨 변화 (b)와 (d)는 8장의 이미지를 추출

한 후 그레이 레벨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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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60 frame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the 80 frame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c)

  그림 4-16은 DMMV-05B를 이용해 Amplitude Level 8을 고정하고 측정 프레임을 60과 

80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로 그레이 레벨 변화가 Amplitude Level 0과 비슷해 보

임을 알 수 있으며, (a)는 (c)는 각각 60과 80프레임에서 한 점의 그레이 레벨 변화 

(b)와 (d)는 각각 (a)와 (c)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한 후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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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과 4-14는 DMMV-05B를 적용하여 진동을 Amplitude Level 0에 맞춰 놓고 

물체파에 대한 결과이고 그림 4-15와 4-16은 Amplitude Level 8에 대한 결과이며, 각

각에 대해 (a), (c)는 해당 프레임의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임의적인 진동이 간섭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간

섭무늬의 위상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맞춰 CCD에 설정한 프레임에 맞게 이미지를 측

정하게 된다. 

  이때, 한 점에서의 위상의 변화는 전체적인 이미지에서의 위상 변화로 판단할 수 

있어, 한 점의 그레이 레벨의 변화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그레이 레벨 변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그레이 레벨로만 위상이동을 판단할 수 있다.

  (b)와 (d)는 (a)와 (c)에서 측정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8장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후 

위상이동에 대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2초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0프레임은 

총 40장의 이미지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였고, 다른 프레임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해 총 이미지에서 중앙값을 찾아내고 그 중앙값을 그레이 레

벨 변화의 시작점과 끝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점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최

댓값과 최솟값을 찾아내고 난 후 최댓값과 중앙값 사이의 값, 최솟값과 중앙값 사이

의 값을 찾아내고 다른 점들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값에 대해 여러 포인트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점에서 최댓값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되는 그래프는 같은 값 

중 가장 큰 값을 설정하게 했으며, 최대에서 중앙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낮은 값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중앙에서 최솟값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에서 

겹치는 값은 낮은 값으로, 최솟값에서 중앙값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에서는 겹치

는 가장 높은 값으로 설정하여, 총 8장의 이미지로 위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처

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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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Results of 20 frame amplitude level 0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17은 DMMV-05B를 적용하여 제어기 표기 Amplitude 값 0의 진동에서 20프레임 

측정인 그림 4-13의 (a)와 (b)에 대해 150nm의 증착 높이를 갖는 ITO 투명 전극 시험

편의 결과로 (a)와 (b)는 각각 154.2nm, 155.2nm의 라인 프로파일의 결과를 나타내고 

(c)와 (d)는 각각 154.5nm, 159.8nm로 (a)와 (b)의 결과에 대해 증착 높이를 확연하

게 구분하기 위해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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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Results of 40 frame amplitude level 0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18은 그림 4-13의 DMMV-05B를 적용하여 제어기 표기 Amplitude 값 0의 진동

에서 40프레임 측정인 (c)와 (d)에 대한 측정 결과로 (a)는 146.0nm (b)는 155.7nm의 

결과를 나타내며,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c)와 (d)의 결과는 각각 146.7nm, 149.1nm

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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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Results of 60 frame amplitude level 0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19는 그림 4-14의 DMMV-05B를 적용하여 제어기 표기 Amplitude 값 0의 진동

일 때의 60프레임 측정인 (a)와 (b)에 대한 측정 결과로 (a)와 (c)는 x축, (b)와 (d)

는 y축의 라인 프로파일 결과를 나타내며, (a)는 148.9nm, (b)는 156.3nm, (c)는 

150.1nm, (d)는 159.2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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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Results of 80 frame amplitude level 0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20은 그림 4-14의 DMMV-05B를 적용하여 제어기 표기 Amplitude 값 0의 진동

에서 80프레임 측정인 (c)와 (d)에 대한 측정 결과로 x축의 결과인 (a)는 155.4nm, y

축의 결과인 (b)는 154.1nm를 나타내며, (a)에서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c)는 

145.4nm, (b)에서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d)는 156.8nm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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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Results of 20 frame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21은 DMMV-05B를 적용하여 제어기 표기 Amplitude 값 8의 진동에서 20프레

임인 그림 4-15의 (a)와 (b)에 대한 측정 결과로 Amplitude Level 0의 진동에 비해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데이터 

커서의 위치를 임의적인 중앙값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a)는 151.9nm이며, (b)는 

165.9nm로 상대적으로 나쁜 결과를 나타내며,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c)는 143.0nm, 

(d)는 158.0nm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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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Results of 40 frame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22은 그림 4-15의 DMMV-05B 적용 40프레임 Amplitude Level 8의 측정 결과

인 (c)와 (d)에 대한 결과로 그림 4-2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Amplitude 

Level 0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 결과 (a)는 

147.8nm, (b)는 155.8nm, (c)는 147.0nm, (d)는 157.3nm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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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Results of 60 frame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23은 MMV-05B 적용 60프레임 Amplitude Level 8의 측정 결과인 그림 4-16의 

(a)와 (b)에 대한 결과로 그래프가 Amplitude Level 0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경우 이

미지의 좌우측이나, 상하측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변화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측

정 결과 (a)는 149.1nm, (b)는 159.1nm, (c)는 154.5nm, (d)는 155.9nm의 결과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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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Results of 60 frame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24은 그림 4-16의 DMMV-05B 적용 80프레임 Amplitude Level 8의 측정 결과

인 (c)와 (d)에 대한 결과로 전반적인 그래프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보이며, y축 결

과의 경우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측정 결과 (a)는 

150.3nm, (b)는 144.4nm, (c)는 150.4nm, (d)는 162.1nm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x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y축의 이미지 기울기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17에서 4-20은 위상이동에 DMMB-05를 적용하고 20, 40, 60, 80프레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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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mplitude Level 0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4-21에서 4-24는 20, 40, 60, 

80프레임에 대한 Amplitude Level 8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는 결펼침의 이미지

에서 x축의 1200, 1400, 1600px의 라인 프로파일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플롯을 겹쳐서 표현하였으며, 데이터 커서를 이용해 증착 부위와 기판 부위에 대한 

대략적인 높이를 표기하였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프레임의 숫자 증가와 무관하

게 Amplitude Level 0의 그래프보다 Amplitude Level 8의 그래프의 변화가 심해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동이 커질수오차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에서 (b)는 (a)와 마찬가지로 결펼침 이미지에서 y축 900, 1100,1300px에 대한 

라인 프로파일의 결과로 증착 부분과 기판 부분에 대해 데이터 커서를 이용하여 높이

를 표기하였으며,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는 (a)와 비슷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결의 형태를 최대한 제거하고 증착 높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그림 (c)는 (a)의 결과에 대해 중앙값 필터를, (d)는 (b)에 대한 중앙값 필터를 적용

하여 직관적으로 높이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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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프레임의 진동 변화에 대한 측정

   이번에는 프레임을 고정한 후 진동자에 적용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진동 변화에 따

른 측정을 진행한다. 진동의 크기 변화는 주파수가 아닌 진폭이 변하는 방식으로 진

동자에 동반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변화를 주게 된다. 진동의 변화는 DMMV-5B의 경우 

Amplitude Level 0, 2, 4, 6, 8로, DMMV-10B의 경우 Amplitude Level 0, 2, 4, 6까지 

변화를 주어 측정을 하였다. 진동 변화가 DMMV-10B의 Amplitude Level 6을 넘어가게 

되면 간섭계 자체에 진동 영향으로 광 정렬을 방해하여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 따라

서 그 이상의 진동에서는 측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때의 진폭을 확인하

기 위해 휴대용 가속도계인 TENMARS사의 ST-140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진폭 변위가 

0.003mm의 값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25 Object wave of the amplitude level 0 in 80 frames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Intensity image (d) Phas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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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Result of 80 frame at amplitude level 0 with DMMV-05B (a) Phase 

unwrapping image (b) 3D image (c)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d)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e) Median filter of result (c) (f) Median 

filter of resul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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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5과 4-26는 카메라의 프레임을 80으로 설정하고 DMMV-05B를 적용하여 진동

을 Amplitude Level 0에 맞춰 놓고 물체파에 대한 측정과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그

림 4-25의 (a)는 2초를 기준으로 80프레임의 이미지 160장에 대한 한 점에서의 그레

이 레벨 변화를 나타내 주며, (b)는 (a)의 결과를 바탕으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구성하여 2파이의 위상 위상이동을 구현하였으며, (c)는 세기에 대한 이미지, (d)

는 물체파에 대한 위상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4-26는 그림 4-25의 측정 결과를 나

타낸다. (a)는 측정의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결펼침 이미지이며, (b)는 

3차원으로 구현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이다, (d)는 (a)의 이

미지에서 x축 1200, 1400,1600px을 하나의 결과 그래프로 구현한 이미지이며, 3개의 

위치에 대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낸 이유는 결펼침 이미지의 전반적인 기울기의 형태

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b)는 (a)와 마찬가지로 y축 900, 1100, 1300px에서의 

라인프로파일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이미지이며, (c)와 (d)는 (a)와 (b)의 결과

에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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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10 frame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2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4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b)

  그림 4-27은 프레임을 10으로 고정하고 DMMV-05B를 구동한 후 제어기를 이용하여 

진동 변화를 주어 측정한 그레이 레벨의 결과로 (a)는 Amplitude Level 2에 대한 그

레이 레벨 변화, (b)는 (a)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그레이 레벨 변화

이며, (c)는 Amplitude Level 4에 대한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 변화, (d)는 (c)에

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그레이 레벨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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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10 frame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6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6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b)

  그림 4-28은 프레임을 1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6

과 8의 결과로  (a)는 Amplitude Level 6에 대한 그레이 레벨 변화, (b)는 (a)에서 8

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그레이 레벨 변화이며, (c)는 Amplitude Level 8에 

대한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 변화, (d)는 (c)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한 그레이 

레벨 변화로, 그림 4-27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경우 전반적으로 그레이 레벨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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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60 frame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2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4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b)

그림 4-29은 프레임을 60으로 고정하고 DMMV-05B를 구동한 후 제어기를 이용하여 진

동 변화를 주어 측정한 그레이 레벨의 결과로 (a)는 Amplitude Level 2에 대한 그레

이 레벨 변화, (b)는 (a)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그레이 레벨 변화이

며, (c)는 Amplitude Level 4에 대한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 변화, (d)는 (c)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그레이 레벨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10 프레임

보다 상대적으로 그레이 레벨 변화가 일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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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 60 frame with DMMV-05B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6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in Amplitude Level 8 (d)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b)

  그림 4-30은 프레임을 6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6

과 8의 측정 결과로  (a)는 Amplitude Level 6에 대한 그레이 레벨 변화, (b)는 (a)

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그레이 레벨 변화이며, (c)는 Amplitude 

Level 8에 대한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 변화, (d)는 (c)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

한 그레이 레벨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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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6과 4-27은 DMMV-05B 적용 10프레임에서의 Amplitude Level 2, 4, 6, 8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는 임의의 한점에서 그레이 레벨의 변화이며, (b)는 (a)의 

결과에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위상이동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임의의 한점

에서만의 그레이 레벨 변화를 보는 것은, 이미지 전체적으로 간섭무늬의 이동에 따라

서 전체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 점으로 전체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CMOS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간섭무늬의 이동은 곧 위상이동이고 한 픽셀과 그 

옆의 픽셀은 간섭무늬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얗게 되거나(그레이 레벨이 255를 

향하는 숫자) 또는 점차적으로 검게 되거나(그레이 레벨이 0을 향하는 숫자) 하는 이

유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 때문에 한 점에서의 변화는 전체에서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29과 4-30는 DMMV-05B 적용 60프레임에서의 Amplitude Level 2, 4, 6, 

8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 초기 구상의 단계에서는 프레임 숫자가 증가할수록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나열한 결과가 프레임이 낮은 숫자에 비해 그래프의 모양이

나 기울기가 완만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구상과는 다르게 그레이 레벨 자체가 얼마

나 다양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음의 측정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곧 결과의 향상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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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Results of 10 frame amplitude level 2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1은 프레임을 1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2

의 측정 결과로 (a)는 (c)는 각각 x축 측정 결과와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결과 그리

고 (b)와 (d)는 각각 y축의 측정 결과와 중앙값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a)는 150.3nm, (b) 155.5nm, (c) 156.4nm, (d) 157.0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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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Results of 10 frame amplitude level 4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3은 프레임을 1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4

의 측정 결과로 Amplitude Level 2보다 그래프의 변화가 더 커지는 것과 그래프 기준 

좌측면보다 우측면이 변화가 더 커지는 것이 나타나지만 증착 높이에 대한 측정으로 

데이터 커서를 중앙 부분에 위치하게 한 후 측정하게 되면 (a)는 151.0nm, (b) 

149.7nm, (c) 144.7nm, (d) 144.8nm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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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Results of 10 frame amplitude level 6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3은 프레임을 1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6

의 측정 결과로 앞선 2와 4의 결과에 비해 확연하게 그래프의 변화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측면이 좌측면보다 그래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축은 데이터 커서의 위치를 좌측에 기판 부분 우측에 증착 

부분, y축은 증착 높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놓으면 (a)는 151.8nm, 

(b)는 148.8nm, (c)는 147.4nm, (d)는 149.6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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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Results of 10 frame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4는 프레임을 1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8

의 측정 결과로 앞선 6의 결과와 비슷한 그래프의 변화를 보이며, 측정 결과 (a)는 

156.9nm, (b)는 158.4nm, (c)는 150.3nm, (d)는 155.2nm를 나타낸다.



- 75 -

Fig. 4-35 Results of 60 frame amplitude level 2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5는 그림 4-29의 프레임을 6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2의 측정인 (a)와 (b)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레임 10과 비교

하여 그래프의 변화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그 결과 (a)는 153.9nm, (b)는 

148.4nm, (c)는 157.1nm, (d)는 147.0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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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Results of 60 frame amplitude level 4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5는 그림 4-29의 프레임을 6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4의 측정인 (c)와 (d)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a)는 151.6nm, 

(b)는 155.5nm, (c)는 145.2nm, (d)는 145.4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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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Results of 60 frame amplitude level 6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7는 그림 4-30의 프레임을 6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6의 측정인 (a)와 (b)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a)는 

155.4nm, (b)는 149.4nm, (c)는 151.1nm, (d)는 142.3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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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Results of 60 frame amplitude level 8 with DMMV-05B (a)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b)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c) 

Median filter of result (a) (d) Median filter of result (b)

  그림 4-38는 그림 4-30의 프레임을 60으로 고정하고 DMMV-05B의 진동 변화를 

Amplitude Level 8의 측정인 (c)와 (d)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a)는 

149.1nm, (b)는 159.1nm, (c)는 154.5nm, (d)는 153.3nm를 나타낸다.

  그림 4-31에서 4-34는 10프레임을 고정으로 Amplitude Level 2, 4, 6, 8에 대한 측

정 결과를 나타낸다. (a)의 이미지는 x축 1200, 1400, 1600px에 대한 라인프로파일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b)는 y축 900, 1100, 1300px 대한 라인프로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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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 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증가하거나 

Amplitude Level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그래프의 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나 위상이동을 사용하는 

다른 간섭계의 경우는 위상이동 자체를 연속성을 가지고 한 점에서의 그레이 레벨 값

이 점차 증가하여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이거나, 점차 감소하여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2파이 형태의 위상이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점과 그 옆에 점에서는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위상이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다른 값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미지를 추출하는 경우는 한 점

과 그 옆에 점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이미지 전체적으로는 위상이동을 수행하지만 

겹치는 값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c)와 (d)처럼 중앙값 필터를 적용

하게 되면 물결에 대한 노이즈는 제거가 가능하지만, 형태가 증가하는 모양새를 취하

거나 감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증착 높이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한 단차가 두드러지는 곳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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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

[nm]

Vol.2

[nm]

Vol.4

[nm]

Vol.6

[nm]

Vol.8

[nm]

AVG

[nm]

Error rate

[%]

10frame 152 152 147 148 150 150 0

20frame 152 163 156 156 150 155 -3.3

40frame 142 152 160 165 145 153 -2.0

60frame 155 156 146 147 158 153 -1.3

80frame 147 157 152 153 135 149 +0.7

AVG

[mm]
150 156 152 154 148

Error rate

[%]
0 -4.0 -1.3 -2.7 +1.3

Table 4-5 X-axis measurement result using the vibrator DMMV-05B

Vol.0

[nm]

Vol.2

[nm]

Vol.4

[nm]

Vol.6

[nm]

Vol.8

[nm]

AVG

[nm]

Error rate

[%]

10frame 152 152 149 149 157 152 -1.3

20frame 152 161 154 153 169 158 -5.3

40frame 154 162 157 155 159 158 -4.6

60frame 155 149 142 141 149 148 +2.0

80frame 158 154 147 152 167 156 -4.0

AVG

[mm]
154 156 150 150 160

Error rate

[%]
-2.7 -4.0 0 0 -6.7

Table 4-6 Y-axis measurement result using the vibrator DMMV-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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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

[nm]

Vol.2

[nm]

Vol.4

[nm]

Vol.6

[nm]

AVG

[nm]

Error rate

[%]

10frame 157 159 126 67 127 +15.3

20frame 168 159 147 197 168 -12.0

40frame 157 158 183 181 170 -13.3

60frame 170 149 166 34 130 +13.3

80frame 158 162 138 107 141 +6

AVG

[mm]
162 157 152 117

Error rate

[%]
-8.0 -4.7 -1.3 +22.0

Table 4-7 X-axis measurement result using the vibrator DMMV-10B

Vol.0

[nm]

Vol.2

[nm]

Vol.4

[nm]

Vol.6

[nm]

AVG

[nm]

Error rate

[%]

10frame 153 161 141 204 165 -10.0

20frame 159 145 160 147 153 -2.0

40frame 145 157 169 143 154 -2.7

60frame 146 146 152 9 113 +24.7

80frame 152 160 136 101 137 +8.7

AVG

[mm]
151 154 152 121

Error rate

[%]
-0.7 -2.7 -1.7 +19.3

Table 4-8 Y-axis measurement result using the vibrator DMMV-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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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와 표 4-6에는 진동자 DMMV-05B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표 4-7과 표 4-8에

는 DMMV-10B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나타냈다. 측정은 CMOS의 프레임을 고정하고 진동

자의 Amplitude Level을 바꿔가며 측정하였으며, 진동자의 Amplitude Level을 고정하

고 프레임을 바꿔가며 측정을 진행하였다.

  진동자 DMMV-05B를 이용한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ITO 투명 전극 시험편의 증착 

설계 높이인 150nm를 기준으로 약 5%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초기 실험 의도와는 다르게 Amplitude Level이 높아지면 측정 결과가 선

형적으로 좋지 않다거나 또는 프레임이 높아지면 좋아지는 선형적인 결과를 보일 것

으로 예상하였으나, 낮은 진동의 영향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가 선형성을 보이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진동자 DMMV-10B를 이용한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Amplitude Level이 

커짐에 따라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측정이 가능한 Amplitude Level

이 Amplitude Level 6이 최대였으며, 이때 진폭의 변위는 0.003mm로 측정되었으며 

Amplitude Level 8의 경우는 진폭의 변위가 0.005mm로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따라

서 너무 큰 진동의 세기는 간섭계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시험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가설에 따라 시험편과 간섭계의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측정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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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임의적 외력을 적용한 측정 결과

   이번 절에서는 위상이동을 위해 압전소자와 진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을 진행

하였다. 앞선 DMMV-05B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프레임 수의 증가나 Amplitude Level의 

증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진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인 외력에 의해서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

동자를 적용하지 않고 측정을 위해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이 갖춰진 브레드보드에 

임의적인 타격(손으로 가볍게 툭 치는 경우)을 가하고 떨림이 발생할 때부터 시작하

여 동영상 촬영으로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이미지는 진동자 측정과 같

은 방법으로 8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Fig. 4-39 Arbitrary external force 1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Intensity image (d) Phas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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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Arbitrary external force 1 (a) Phase unwrapping image (b) 3D image (c)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d)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e) Median filter of result (c) (f) Median filter of resul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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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Arbitrary external force 2 (a) Grey level change at one point (b) Reconfigure 

Chapter 8 Images from (a) (c) Intensity image (d) Phas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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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Arbitrary external force 2 (a) Phase unwrapping image (b) 3D image (c) Line 

profile of x-axis(1200, 1400, 1600pixel) (d) Line profile of y-axis(900, 1100, 1300pixel) 

(e) Median filter of result (c) (f) Median filter of result (d)



- 87 -

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외부환경 영향에 강한 진동자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연구하였

다. 기존 위상이동에 사용되는 압전소자를 대체하여 진동자를 적용하고 진동을 가하

여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의 간섭무늬를 움직여 위상을 이동시킨 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미지를 추출하는 측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는 압전소자 위상이

동을 대체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다.

  기존의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In-line 홀로그래피와 Off-axis 홀로그래피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복소진폭으로부터 수치적 재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동 거리별 간섭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섭 이미지에서 

복소진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밀한 위상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수nm의 분해

능을 갖는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위상이동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위상이동의 오차가 

발생하면 정확한 측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압

전소자의 비선형 움직임에도 물체파의 복소진폭을 획득할 수 있는 IIC가 개발되면서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압전소자 대신에 진동자를 사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측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진동자를 이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수반되

어야 한다. 첫 번째는 진동자에 의한 진동이 간섭계 자체에 큰 영향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간섭계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일정한 간섭무늬의 패턴이 달라지며 이로 인

해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설령, 측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

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진동자에 의한 진동이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

편에 영향이어서는 안된다. 물론 진동모드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사

용하면 되겠지만, 본 논문과 같은 측정을 진행할 경우는 시험편이 움직이게 되면 전

혀 다른 위상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적용받지 않는 환경에서 진동자를 이용해 위상이동의 변화

만을 주어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이 가능한 진동은 진폭 변위가 0.003mm까지인데 

이 또한 측정 결과가 나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이하의 진동에서 측정할 경우는 ITO 

투명 전극 증착 설계 기준 약 2.5%의 오차율로 측정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

세한 진동에서의 측정은 카메라의 프레임 수 증가나 진동의 세기 증가에 따른 선형적

인 결과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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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전소자와 진동자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의 외력을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에 적

용한 후 측정을 진행하여서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진동자를 이용한 위

상이동 측정 실험을 수행하면서, IIC를 이용하게 되면 일정한 진동을 주는 진동자가 

없이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디지털 홀로

그래피 시스템이 적용된 브레드보드에 카메라의 동영상 측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임의

적인 충격을 주고 측정한 이미지에서 진동자를 이용한 위상이동 실험과 같이 이미지

를 추출하여 측정하게 되었고, 진동자가 없이도 측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디지털 홀로그래피 측정에 사용되는 위상이동을 위한 압전소자를 

대체하여 진동자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주변의 외부환경 

영향이 없는 곳에서는 진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외력에서도 측정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외부환경 영향에 강한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연구 수행으로 

위상이동에 대해 실험적 환경뿐만 아니라 외부 산업적 환경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89 -

참 고 문 헌

1. D. Gabor, “A new microscopic principle,” Nature. 1611 777-778

2. D. Gabor, “Microscopy by reconstructed wavefront,” Proc. Roy. Soc. 197, 454-487 

,(1949).

3. D. Gabor, “Microscopy by reconstructed wavefront ||,”Proc. Phys. Soc. 64, 449-469, 

(1951).

4. F. W. GOODMAN, “Introduction to fourier optics”, McGRAW-HILL BOOK 

COMPANY, (2000)

5. J. W. Goodman, and R. W. Lawrence, “Digital phase formation from electronically 

detected holograms,” Appl. phys. Lett. 1, 77-79, (1967).

6. Y. N. Denisyuk. “Photographic reconstruction of the optical properties of an object in 

its own scattered field,” Sov. Phys. Dokl., 7-543, (1962).

7. F. Wyrowski and O. Bryngdahl. “Digital holography as part of diffractive optics,” Rep 

Prog Phys., pages 1481-1571, (1991).

8. G. Indebetouw, and P. Klysubun, “Space-time digital holography: A three-dimensional 

microscopic imaging scheme with an arbitrary degree of spatial coherence,” Applied 

Physics Letters 75, 2017–2019, (1999).

9. S. R. Chinn, E. A. Swanson, and J. G. Fujimoto,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using 

a frequency-tunable optical source,” Opt. Lett. 22, 340–342, (1997).

10. A. Dubois, L. Vabre, A. C. Boccara, and E. Beaurepaire, “High-resolution full-field 



- 90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with Linnik microscope,” Appl. Opt. 41, 805–812 

(2002).

11. M. C. Pitter, C. W. See, and M. G. Somekh, “Full-field heterodyne interference 

microscope with spatially incoherent illumination,” Opt. Lett. 29, 1200–1202 (2004).

12. M. V. Sarunic, S. Weinberg, and J. A. Izatt, “Full-field swept-source phase 

microscopy,” Optics Letters 31, 1462–1464, (2006).

13. B. Nilsson, and T. E. Carlsson, “Direct three-dimensional shape measurement by digital 

light-in-flight holography,” Applied Optics 37, 7954–7959, (1998).

14. M. K. Kim, “Wavelength scanning digital interference holography for optical section 

imaging,” Opt. Lett. 24, 1693–1695, (1999).

15. L. P. Yaroslavskii and N. S. Merzlyakov. “Methods of Digital Holography. Consultants 

Bureau,” New York, (1980).

16. O. Schnars and W. Juptner. “Direct recording of holograms by a CCD target and 

numerical reconstruction,” Applied Optics, 33-179.181, (1994).

17. S. S. Lee. “A study on Sensor and Optical Coherenece Tomography System Using 

Fiber Optic Interferometer,” Chosun Univ., doctoral thesis, 7-8, (2019).

18. B. Javidi, and E. Tajahuerce, "Three-dimensional object recognition by use of digital 

holography," Opt. Lett. 25, 610-612, (2000).

19. M. A. Kronrod, N. S. Merzlyakov and L. P. Yaroslavski, “Reconstruction of holograms 

with a computer,” Sov. Phys-Tech. Phys. USA 17(2), 333-334, (1972).

20. Ulf Schnars, Werner Jueptner, “Digital holography”, Springer, 18-20, (2003).



- 91 -

21. J. W. Goodman, “Some fundamental properties of speckle,”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Vol 66, 1145-1150, (1976).

22. K. Curtis, L. Dhar, A. Hill, W. Wilson, and M. Ayres, "Holographic Data Storage: 

From Theory to Practical Systems,", (2010).

23. H. Coufal, D. Psaltis, and G. T., “Holographic data storage, Springer series in optical 

sciences”, Sincerbox, (2000).

24. U. Schnars, “Direct phase determination in hologram interferometry with use of 

digitally recorded holograms,” J. Opt. Soc. Am. A 11(7), 2011-2015, (1994).

25. P. S. Huang and S. Zhang, “Fast three-step phase-shifting algorithm” Appl. Opt, 45, 

21, 5086-5091, (2006).

26. I. H. Kwon, “Research on resolution enhancement of X-ray phase contrast tomography 

and application of digital holography,” POSTECH, doctoral thesis, 15-18, (2019)

27. David W. Robinson, Graeme T. Reid, “Interferogram Analysis: Digital fringe pattern 

measurement trchniques”, IOP publishing Ltd., (1993).

28. K. Greath, “Phase-measurement interferometry techniques,” Progress in Optics XXVI,pp. 

349-393, (1988).

29. K. Hibino, B. F. Oreb, D. I. Farrant, and K. G. Larkin, "Phase shifting for 

nonsinussoidal waveforms with phase-shifting errors," J. Opt. Soc. Am. A 12, pp. 

761-768, (1995).

30. Charette P. G. and Hunter I. W., "Robust phase-unwrapping method for phase images 

with high noise content," Appl. Opt, Vol. 35, 3506-3513, (1996).



- 92 -

31. J. S. Lee., “Optical Tomography and Superresolution and Extreme Wide Angle Lens 

Design in Digital Holograpy,” Myongji Univ., master's thesis, 11-12, (2014).

32. D. S. Kim., “The measurement of fracture surface roughness of CT specimen by using 

Digital Holography,” Chosun Univ., master's thesis,  4-7, (2010).

33. C. W. Tang and S. A. VanSlyke, “Organic electroluminescent diodes,” Applied Physics 

Letters, Vol. 51, No. 12, 913-915 (1987).

34. D. E. Mentley, “State of flat-panel display technology and future trends,” Proceeding of 

the IEEE, Vol. 90, No. 4, 453-459 (2002).

35. J. A. Castellano and etc, “Handbook of display technology,” Elsevier, Amsterdam, 

Netherlands,  4-5, (2012).

36. G. H. Kim, S. H. Lee, J. H. Yoon and  D. H. Kim, “ITO transparent electrode material 

technology trends,” Information Display, Vol. 11, No. 5, 17-22 (2010).

37 K. Wasa, I. Kanno and H. Kotera, “Handbook of sputter deposition technology: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for functional thin films, nano- materials and MEMS,” 

Elsevier, Amsterdam, Netherlands, 42-65, (2012).

38 J. H. Park, J. M. Shin, S. Y. Cha, J. W. Park, S. Jeong, H. K. Pak and C. Cho, 

“Deposition- temperature effects on AZO thin film prepar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and their physical properties,” J. Korean Phys. Soc., Vol. 49, S584-S588, (200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홀로그래피의 배경과 간섭계
	제 2 절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원리

	제 3 장 실험장치 구성
	제 1 절 압전소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제 2 절 진동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제 3 절 포토리소그래피로 제작된 ITO 투명 전극

	제 4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압전소자를 적용한 측정 결과
	제 2 절 진동자를 적용한 측정 결과
	제 3 절 임의적 외력을 적용한 측정 결과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startpage>15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1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홀로그래피의 배경과 간섭계 5
 제 2 절 투과형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원리 9
제 3 장 실험장치 구성 28
 제 1 절 압전소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28
 제 2 절 진동자를 적용한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30
 제 3 절 포토리소그래피로 제작된 ITO 투명 전극 32
제 4 장 실험 결과 34
 제 1 절 압전소자를 적용한 측정 결과 34
 제 2 절 진동자를 적용한 측정 결과 45
 제 3 절 임의적 외력을 적용한 측정 결과 83
제 5 장 결  론 87
참 고 문 헌 89
</body>

